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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ife expectancy has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better nutrition, hygiene, and health care. However,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immunocompromised and who have chronic diseases has also increased. New infectious
diseases have also become a significant threat to public health. In particular, pathogens can have fatal consequences in the elderly and people with
underlying diseases. Vaccination is an effective and safe means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and adult vaccination has gained increasing interest
in recent years. The increased number of people with chronic diseases and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is a consequence of the aging population.
Furthermore, the decline in immunity after immuniz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mergence of novel infectious diseases, change in
epidemiology due to mutant microorganisms, and increased infectious diseases from overseas have all increased the need for adult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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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성인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서론
의학의 발달과 영양과 위생상태가 향상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

본론

명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늘어났으며 만
성질환 인구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도 증가하였다. 또한 2003년 중증

1. 성인 예방접종 일정

급성호흡기 증후군, 2012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2009년 신종 플루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생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르면 일반적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과 같은 신종 전염병의 전세

으로 성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Figure 1과 같다.1) 공통적으로

계적 유행은 공중보건의 큰 위협이 된다. 예방접종은 감염성 질환을

권장되는 예방접종과, 각 개인에 따른 질병력, 직업 및 노출 위험성

예방하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성인 예방접종은 비교적 최

등에 따라 고위험군에만 적용되는 예방접종도 있다. 대부분의 건강

근에 들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와 면역

한 성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

저하자의 증가, 영유아 예방접종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면역력 저

백일해, 폐렴구균, 대상포진, A형 간염이다. 각 감염병별 위험군은

하, 새로운 감염성 질환의 발생 및 변이된 미생물에 의한 유행역학

Table 1과 같다.

의 변화, 신규 백신 개발 증가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노출위험 증가
Received April 17, 2020 Revised July 13, 2020
Accepted July 29, 2020
Corresponding author Hee-Taik Kang
Tel: +82-43-261-6309, Fax: +82-43-269-6675
E-mail: kanght0818@gmail.com
ORCID: https://orcid.org/0000-0001-8048-6247

324

www.kjfp.or.kr

Copyright © 2020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JFP

황진영, 강희택. 성인 예방접종 바로 알기

19 29 yrs 30 39 yrs 40 49 yrs 50 59 yrs 60 64 yrs

Target disease

1 dose annually for people at risk

Influenza
Tetnus/diphtheria/pertussis

Pneumococ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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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yrs

1 dose annually

1 dose Tdap, than Td or Tdap booster every 10 yrs
1 or 2 doses for people at risk

PPSV23

1 dose for patients with immunocompromisation, asplenia,
CSF leak, cochlear implant
1 dose
2 doses for people at risk
2 dose after
2 dose
antibody test
after antibody test
3 dose for people at risk or who have no immunization or
HBV infection history after antibody test
2 dose for people at risk or who have
no immunization or HBV
infection history after antibody test

PCV13
Hepatitis A
Hepatitis B
Varicella

1 2 dose for people at risk or who
have no immunization or HBV
infection history after antibody test
:immunization against rubella
for women of childbearing age
after rubella antibody test
3 doses
for women
<25 26 yrs
old

Measles/mumps/rubella

Human papillomavirus
Zoster

1 dose

Meningococcus

1 2 doses for people at risk

Haemophilus influenzae B

1 2 doses for people at risk

Figure 1. Adult immunization schedule.
PPSV,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CSF, cerebrospinal fluid; Tdap,
tetanus, diphtheria, and pertussis; Td,
tetanus and diphtheria.

Recommendation by age
Recommendation for people at risk
Free immunization as a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Table 1. Risk groups by infectious diseases
Infectious disease

Risk groups

Influenza

Patient with chronic diseases, immunocompromised, pregnant female, healthcare workers, residents of group housing facilities, care
givers or families of risk groups, etc.

Pneumococcus

Immunocompromised patients (HIV infection, chronic renal failure and renal syndrome, diseases requiring immunosuppressant or
radiation therapy such as malignant tumors, leukemia, lymphoma, and Hodgkin's disease, solid organ transplantation, congenital
immunodeficiency disease, etc.) asplenia (anatomical or functional) or splenic dysfunction, sickle cell anemia or hemoglobinopathy,
cerebrospinal fluid leakage with normal immune function, cochlea implanted patients, chronic heart disease, chronic pulmonary
disease, diabetes, etc.

Hepatitis A

Chronic liver diseases, hemophilia, nursery workers, medical and laboratory workers at high risk of exposure to hepatitis A, travelers
or prospective workers in areas with hepatitis A, food-handling restaurants workers, homosexuals, drug addicts, a person who
contacted with hepatitis A patients within the last two weeks

Hepatitis B

Chronic liver disease, hemodialysis, HIV-infected, frequently transfused patients, a person with a high risk of exposure to hepatitis B
virus

Chickenpox

Person in an environment likely to expose chickenpox (healthcare workers, teachers, students/infants, tourists in the area chickenpox
epidemic), caregivers of an immunosuppressive patient, or childbearing age females without immunity from chickenpox

Measles/mumps/rubella

Healthcare workers, travelers to measles/mumps/rubella epidemic countries, or childbearing age females without immunity

Meningococcus

Asplenia (anatomical or functional) patient, complement deficiency, soldiers, lab workers likely to be exposed to meningococcus,
travelers or residents in an area where meningococcus is epidemic

Type B Hemophilus Influenza

Asplenia (anatomical or functional) patient, complement deficiency, sickle cell anemia,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patient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2. 감염병별 예방접종

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다.2) 항원변이(antigenic drift)와 항원대변이

1) 인플루엔자

(antigenic shift)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매년 유행할 바이러스 주에 대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WHO에 따르면 매년 3–5백

한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인플루엔자는 A, B, C, D형이 존재하며

만 명이 심각한 인플루엔자 감염성 질환을 앓으며, 29–65만 명이 인

RNA 바이러스이다. 사람에게는 A형과 B형이 주로 감염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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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B형은 인간

바이러스 외피는 hepatitis B antigen (HBsAg)이 싸고 있으며 중심에

에게만 감염을 일으킨다. C형은 드물게 검출되지만 대부분 경증의

Hepatitis B virus (HBV)-DNA와 hepatitis B core antigen (HBcAg)이 존

감염을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A형 인플루엔자는 표면 단백질인

재한다.5) HBsAg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30–60일 후에 관

hemagglutinin (HA)와 neuraminidase (NA)에 의해 아형을 구분한다.

찰된다. B형 간염 백신에 의해 형성된 anti-HBs Ab는 HBsAg의 항원

18종류의 HA 아형, 11종류의 NA 아형이 존재하며 그 조합으로 유

성을 중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행할 바이러스를 예측하며 131개 아형만이 자연에서 관찰된다. 2009

대부분 만성 간염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HBsAg이 혈액에서 6개월

3)

년 신종 플루 유행 전엔 H3N2 아형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나,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릴 때 감염될수록 만성 간염의

2009년 이후 H1N1 아형이 유행의 대부분을 일으킨다. B형 인플루엔

형태로 많이 진행하며, 성인에서 감염되면 약 5%만이 만성화된다.

자는 Yamagata와 Victoria의 아형으로 구분되며 증상은 A형 인플루

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증, 간부전, 간세포암 등을 유발시킬 수 있

엔자에 비해 경미하며, 주로 계절성 유행을 일으킨다. 현재 사용되

다. Anit-HBs는 방어항체이므로 항체가가 10 mIU/mL 이상이면 B형

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포함된 아형에 따라 3가와 4가로 구분된다. 3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

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인플루엔자 아형과 1종류의 B형 인플루엔

될 경우에 HBcAg에 대한 항체, 즉 Anti-HBc가 형성되며 평생 지속

자 아형을 포함하나, 유행할 B형 인플루엔자의 예측이 자주 빗나가

되므로 혈액 내에 anti-HBc가 관찰된다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B형 인플루엔자의 2개 아형(Yamagata 및 Victoria)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력이 있음을 의미한다.5) B형 간염 백신에는 HBcAg이 없기 때

4가 백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4) 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더라

문에 예방접종 후 anti-HBc가 관찰되지 않는다.

도 인플루엔자에 이환 가능하다. 건강한 성인에게 백신주와 유행할

예방접종은 0, 1, 6개월의 일정으로 총 3회 근육주사를 해야 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형이 일치할 경우 70%–90% 정도 예방할 수

다. 적절한 예방접종을 3회 완료하면 소아청소년은 95% 이상에서,

있으며, 특히 노인에서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약 80%에서 기대할

성인은 90% 이상에서 적절한 항체형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건강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은 Table 2와 같다.

한 성인에 대해서 B형 간염 백신 접종 후 일률적인 표면항체(anti-

HBs Ab) 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 표면항체 검사에서 양
성을 보였던 기왕력이 있는 경우, 최근 검사에서 음성결과를 보였다

2) B형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로 사람이 유일한 숙주이다.

고 해도 기억면역이 존재하므로 재접종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혈액투석 환자와 같이 고위험 환자의 경우 매년 항체가를 측정하여

10 mIU/mL 미만일 경우 재접종을 권고한다. 혈액투석 중인 만성 신

Table 2. Influenza immunization
Classification
Age

Target
Adults ≥50 years

Risk
Disease

Occupation &
situation

Chronic lung diseases
Chronic heart diseases
Chronic liver diseases
Chronic kidney diseases
Neurologic/muscular diseases
Hematologic/cancer diseases
Diabetes
Immunocompromized (including immunosuppressant
medication)
Female who are pregnant or are expecting to become
pregnant during the influenza epidemic
People who are being treated, nursing, or being
accommodated in a group facility such as social welfare
facility due to a chronic diseases
People working for medical institutes
People living with chronic illness, pregnant female, or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old
People caring for infants under 6 months old
People working for agencies dealing with SARS/avian
influenza
People working in industries or farms dealing with
chicken/duck/pig

부전 환자는 1.0 mL 백신을 2 도즈씩 4회(0, 1, 2, 6개월) 같은 부위
에 접종한다. 단 B형 간염 백신이 성인에서 삼각근이나 전외측 대퇴
부가 아닌 곳, 예를 들면 둔부 근육이나 근육주사가 아닌 다른 경
로로 접종이 되면 적절한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
로 생각하고 재접종을 해야한다.6) 3회 기초 접종 후에도 표면항체가
음성인 사람을 백신 무반응자로 정의하며, 고위험군인 경우에만 재
접종을 권고한다. 3회 접종 후 무반응자인 경우 1회 추가접종(4차)
을 하고 1개월 뒤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anti-HBs≥10 mIU/mL이면 종
료하고, 10 mIU/mL 미만이면 접종일정에 따라 2회 더 접종(5, 6차)
한다.6) 총 6회 접종 후에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완전 무반응자
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접종을 권장하지 않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
에 노출될 경우 감염이 가능하여 노출 시 면역글로불린(HBIG)을 투
여해야 한다. B형 간염 예방접종 권장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3).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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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BV immunization

Table 4. Tetanus/diphtheria/pertussis immunization

Classification
Age

Target

Classification

Adults without evidence of immunity against HBV (HBV
diagnosis, antibody positive against HBV or immunization
against HBV)

Risk
Disease

Chronic liver diseases
Hemodialysis
HIV infection
Patients who frequently receive blood products

Occupation &
situation

People at higher risk among adults who have no previous
evidence of HBV infection and no immunization against
HBV
-People working for medical institutes
-Inmates and workers in the accommodation facilities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living in groups and
employees protecting them
-Family of HBV carriers
-People addicting drugs for injection
-Groups with a high risk of exposure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
Recommendation for re-immunization if people at
higher risks such as medical institution workers,
hemodialysis patients, people with HIV infection, and
families of HBV carrier are negative for antibody against
HBV after completing three immunizations.

Age

Target
All adults

Risk
Disease

None

Occupation &
situation

People closely contacting with newborns and infants under
12 months of age (family, medical personnel, postpartum
helpers/workers)
Nursery facility workers
Female of childbearing age and pregnant female
Adults who need to prevent infection through wounds
(depending on tetanus and diphtheria immunization
history and wound cleanliness)

Table 5. Zoster immunization
Classification
Age

Target
Adults ≥60 years

Risk
Disease

None

Occupation & situation

None

는 급성 뇌증이 발생했던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의 금기이다. 파상

HBV, hepatitis B virus;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풍/디프테리아/백일해 예방접종 권장대상은 Table 4와 같다.
3)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파상풍은 Clostridium tetani에 의한 급성 독성 매개 신경계 질환

4) 대상포진

으로 골격근의 경련성 연축과 전신 강직을 초래할 수 있다. 디프테리

Varicella zoster virus에 의한 일차감염으로 수두를 초래하며, 일차

아는 Corynebacterium diphtheriae에 의한 급성 독소 매개 질환으로

감염 후 후근신경절에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 대상포진

주로 인두와 편도부위와 같은 호흡기계에서 흔하며 인체의 모든 점

을 유발시킨다. 50세 이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약 2%–4%에서 재

7)

막을 침범하고 범발할 경우 호흡기 점막의 폐색을 유도할 수 있다.

발하고, 특히 면역저하자에서 더 흔히 발생한다.10) 대개 흉부와 허리

디프테리아 독소가 혈관에 흡수되면 전신반응 및 심근염, 신경염 등

부위 피부분절을 침범하여 특징적인 수포성 발진과 심한 통증이 동

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백일해는 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반된다. 증상과 병변은 약 10–15일이 지나면 소실되나 일부에서는 1

유발되며, 초기에는 산발적 기침이, 1–2주가 지나면 2주 이상의 발작

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만성화될 수 있다. 특히 노인이나 면역

적 기침이 특징으로 약 6주간 지속될 수 있다. 합병증은 주로 영유

저하자의 경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개월에서

아에게 발생하며 무기폐, 이차 세균폐렴, 저산소증으로 인한 경련

수년간 지속되는 통증 및 감각이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약독화 대

8)

9)

및 뇌증 등의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성인에서 백일해는

상포진 생백신이 유통 중에 있으며 60대 이상 노인에서 예방효과는

만성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많아 소아에

51.3%로 비교적 높지 않으며, 접종 후 기간이 길수록, 노령일수록 백

게 전염 가능하여 성인에게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기초 접종이

신의 효과는 감소한다.11,12)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은 백신 성분

되지 않은 성인의 경우(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DTaP] 또는

(gelatin, neomycin 등)에 중증의 과민반응을 보였던 자, 면역결핍 상

tetanus and diphtheria [Td] 접종을 한번도 받지 않았거나 1958년 이

태(백혈병, 림프종, 악성종양 환자, AIDS 환자) 및 고용량 스테로이

전 출생자), 백일해 항원이 추가된 Tdap 백신을 1회 포함(가능하면

드 등 면역억제제 투여자, 임신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

처음 접종)하여 삼각근 부위에 3회 접종을 하며, 이후 매 10년마다

기이다. 또한 생백신의 경우 면역결핍 환자에게 투여되었을 때 대상

Td 추가 접종을 권고한다. Tdap 백신의 경우 만 11–64세 연령에서

포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3) 최근에는 재조합된 대상

사용이 허가되었으나 백일해 유행 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에서도

포진 바이러스 사백신이 개발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내 출시는 이루

접종이 가능하다. 단, 이전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

어지지 않았다. 재조합 대상포진 사백신은 위약대비 97.2%의 대상포

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이전 접종 7일 이내에 원인을 알 수 없

진을 감소시켰고 노인에서도 90%에 이르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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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졌다.14) 대상포진 생백신은 1회 피하주사로 접종되며, 사

없이 23가 다당질결합 백신 1회 접종이 권고되고 있다.1,17) 폐렴구균

백신은 0,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권고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방접종 권장대상은 Table 7과 같다.

권장대상은 Table 5와 같다.
6) 인유두종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120종류 이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자궁경

5) 폐렴구균(폐렴사슬알균)

폐렴구균은 피막다당질의 혈청학적 성질에 따라 90개 이상의 혈

부암, 항문암, 질암, 음경암, 인두암 및 성기 사마귀 등을 유발시키는

청형으로 구분되며, 증상이 없는 사람의 경우 정상 집락균으로 존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특히 자궁경부암은 거의 100%에서 인유두종

재한다. 2세 미만의 영아 및 어린 소아와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고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이 있으며, 16, 18, 31, 33, 45, 52 및 58형이 자

위험군에서 감염증을 유발하며, 지역사회 획득 폐렴 및 침습성 질

궁경부암에서 흔히 발견되는 고위험 아형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환(균혈증, 폐혈증, 뇌막염, 심내막염, 골수염 등)을 일으킨다. 폐구

16형과 18형이 71%를 차지한다.19) 고위험 바이러스 이외의 다른 아

균 예방접종은 다당질결합 백신과 단백결합 백신으로 구분된다. 다

형 대부분은 수년 이내에 자연 치유된다.20)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

당질결합 백신은 23개의 혈청형에 대한 면역력을 유발시키나 백신

적 접촉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성관계를 시작하는 10대에서 많이 감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단백결합 백신은 13개

염되며, 전세계적으로 11.4%의 여성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

의 혈청형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며, 특히 정상 집락군을 감소

어 있으며,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에서 일생 동안 인유두종 바이러

시키는 효과도 있어 군집면역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스에 감염될 위험성은 80%에 이른다.21) 국내에서는 평균 34.2%의 여

백결합 백신은 백신 균주와 감염 균주가 일치할 때 폐렴을 46%, 침

성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18–29세 여성에서

습성 폐렴구균성 질환은 75%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6) 최

49.9%로 가장 높다.22) 백신 균주가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 아형에

근에는 소아에서 13가 단백결합 폐렴구균 백신을 대량으로 접종하

따라, 2가(16형, 18형), 4가(6형, 11형, 16형, 18형) 및 9가(6형, 11형, 16

여 인구집단에서 정상집락군을 감소시켜 노인에서 단백결합 폐렴구

형, 18형, 31형, 33형, 45형, 52형, 58형)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균 백신의 균주에 대한 질병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2019년

유통되고 있다. 자궁경부상피내 암 2기 이상을 예방하는 효과는 2

미국의 예방접종위원회에서는 65세 노인에서 더 이상 13가 단백결

가 백신에서 94.9%, 4가 백신에서 98.2%, 9가 백신에서 거의 100%를

15)

합 백신의 일상적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단 면역저하자, 뇌척수

보였다.23,24) 2가 백신은 25세 여성에서 0, 1, 6개월 간격으로, 4가와 9

액 누출환자와 인공 와우 이식환자에서 23가 다당질결합 백신과 13

가 백신은 26세 미만의 여성에서 0, 2, 6개월 간격으로 3회 삼각근

17)

17)

가 단백결합 백신의 순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은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접종한 경우 8주 이상의 간격을

Table 7. Pneumococcal immunization

두고 다당질결합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다당질결합 백신을 먼저 접
종한 경우 1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해야 한
다. 또한 다당질결합 백신을 접종 후 다시 다당질결합 백신을 접종

Classification
Age
Disease

Chronic cardiovascular diseases (except for uncomplicated
hypertension)
Chronic lung diseases (including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mphysema, and asthma)
Chronic liver diseases (including liver cirrhosis)
Diabetes
Cochlear implant or cerebrospinal fluid leak
Sickle cell anemia or hemoglobinopathy
Functional or anatomical asplenia
Immunocompromised (immunodeficiency, HIV infection,
chronic renal failure, nephrotic syndrome, hematologic
malignancy, lymphoma, cancer, Hodgkin disease,
Immunosuppressant use including long-term
corticosteroid administration, therapeutic radiotherapy,
solid organ transplantation,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multiple myeloma)

Occupation &
situation

Alcoholic
Tobacco-smoker

전에 폐렴구균 백신을 한번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이 두 종류의 백
신을 순차접종하려는 경우에는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접종한 후 8
주 이상 경과 후 다당질결합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된다. 단, 65세
이상에서 특별한 적응증이 없다면 13가 단백결합백신의 추가접종

Table 6. Immunization interval according to pneumococcal vaccine
Minimal immunization interval

PCV13 → PPSV23

8 weeks

PPSV23 → PCV13

12 months

PPSV23 → PPSV23

5 years

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PSV,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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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s ≥65 years

Risk

하려는 경우에는 5년 간격으로 접종을 권고한다(Table 6). 따라서 이

Immunization sequence

Target
a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Free immunization based on PPSV23 for people aged 65 years and older as a
national immunization projec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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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HPV immunization
Classification
Age

Table 9. HAV immunization
Target

Female under 25–26 years of age who have not previously
completed HPV immunizationa
-2-valent vaccine: female under 25 years or younger
-4- or 9-valent vaccine: female under 25 years or younger

Risk
Disease

None

Occupation &
situation

None

HPV, human papilloma virus.
a
Effect on cancer prevention has not been proved in female aged of 27 years or
older, but female aged of 27 years or older who have not had a sexual contact
or have little chance of exposure to HPV can be vaccinated.

Classification
Age

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인유두종바이러스 노출 기회가 적었던 여성

Adults who are 20–39 years old and have no evidence of
immunity against HAVa (HAV diagnosis, antibody positive
against HAV or immunization against HAV)

Risk
Disease

Chronic liver diseases
Liver transplantation
Patients with hemophilia who frequently receive blood
products

Occupation &
situation

Catering workers
Nursery facility workers
Health care providers and laboratory workers at risk of
exposure to HAV
Workers or travelers in HAV epidemic area
Male homosexuality
Drug addict
People contacting with patients with A-viral hepatitis within
the last two weeks

부위에 근육주사하도록 권고된다.1) 대부분의 진료지침에서는 26세
이하의 여성에서 권고되고 있으나, 27세 이상의 여성이라도 성생활

Target

HAV, hepatitis A virus.
a
Recommendation for HAV immunization if the antibody test for HAV is negative
in adults aged of 40 years or older.

의 경우는 암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 권장대상은 Table 8과 같다.

Table 10. Meningococcal immunization
Classification
Age

7) A형 간염

Target
None

Risk

A형 간염(hepatitis A virus, HAV)은 분변-경구 경로 또는 수혈 및
성접촉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6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약

70%에서 무증상이나 비교적 약한 증상을 앓고 지나지만, 6세 이상

Disease

Complement deficiency
Functional or anatomical asplenia

Occupation &
situation

Consideration for immunization among the following risk
factors and situations
-New military trainees
-Laboratory workers who are at risk to be exposed to
meningococcus
-African meningitis belt travelers (including Saudi Arabia
Mecca pilgrims)
-Other travelers or residents of meningococcal epidemic
area
-In the case if HAV is prevalent
*
Immunization can be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an
overseas cases in the case of a freshman living in a
dormitory

의 소아나 성인에서는 고열,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황달 등이 증
상이 급격히 발생한다. 최근 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소아, 청
소년, 젊은 성인층에서 A형 간염 항체의 보유율 감소로 성인에서 현
증 A형 간염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2014년 anti-HAV 항체 보유
율은 62.2%25)이며, 2014년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항체보유율을 살펴
보면 0–9세 67.7%, 10–19세 35.2%, 20–29세 20.2%, 30–39세 32.4%로

10–39세 사이에 항체 보유율이 매우 낮지만, 40–49세 79.3%로 상승

HAV, Hepaitis A virus.

하고 50대 이후에는 98% 이상의 항체보유율을 보인다.25) 따라서 면
역의 증거가 없는 20–39세 사이의 성인에서는 A형 간염의 접종이 권

으로 4가 백신이 제일 많이 유통되며, 미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고되며, 4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항체 검사 시행 후 음성일 경우에

위원회에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수막구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

만 접종이 권장된다. A형 간염 예방접종은 0, 6개월 간격으로 2회

은 사람과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큰 사

근육주사가 권장되며,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A형 간염

람에게만 접종이 권고된다. 단 미국의 경우 16–23세 사이에 수막구

예방접종 권장대상은 Table 9와 같다.

균성 질환의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소아환자의 보호자 또는

1)

성인환자와 백신접종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접종을 시행하도록 권고
8) 수막구균

된다.26) 수막구균 예방접종 국내 권고사항은 Table 10과 같다.1)

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is)은 가벼운 발열부터 폐렴, 심낭염,
수막염 및 패혈증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균으로 세균성 뇌수막염을

결론

일으키는 가장 흔한 세균이다.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적절한 감염 예방과 감염 시 치료가 필요하다. 일반적
Korean J Fam Pract. 2020;10(5):3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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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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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교통망 확충 등으로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유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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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성 질환을 예방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의 증가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요약
예방접종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성인 예방접종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에 따른 만성질환자와 면역저하자의 증가, 영유아 예방접종 후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면역력 저하, 새로운 감염성 질환의 발생 및 변이된
미생물에 의한 유행역학의 변화, 신규 백신 개발 증가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노출위험 증가 등으로 성인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종설에서는 대한민국 현재의 역학자료와 국내외 발간된 예
방접종 임상진료지침 등을 토대로 근거중심의 종설을 작성하고자
했다. 일차진료현장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들이 쉽게 이해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흔하게 사용되는 예방접종을 종류별로 소개
하였다. 건강한 성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파상풍/
디프테리아/백일해, 폐렴구균, 대상포진, A형 간염 등이 있다. 또한
고위험군 대상자들에 따른 예방접종들도 있어 환자를 담당하는 일
차진료의사들은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에 의한 질병부담
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큰 도움이 되며, 특히 노인과 면역
저하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중심단어: 예방접종; 감염병; 면역;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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